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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olling contact fatigue of an urban railway wheel was analysed during its rolling. A FEM anal-

ysis was performed using a 3D modelling of rail and wheel, considering the slope of the rail and nonlinear

isotropic and kinematic hardening behavior of the rail and the wheel. The maximum von-Mises stress and

contact pressure between the rail and wheel were 656.9 MPa and 1111.4 MPa, respectively, under axial load

of 85 kN with friction coefficient of 0. The fatigue initiation life prediction relationships by strain-lifetime

(ε-N) and Smith-Watson-Topper method were drawn for the wheel steel as follows: 

and . The fatigue lifetimes of the wheel due to rolling contact were determined to

be infinite by ε-N and SWT methods.

Keywords − railway wheel (철도차륜), rolling contact fatigue(구름접촉피로), multiaxial fatigue(다축피로),

contact pressure (접촉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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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차륜은 차량전체의 무게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

면서 동시에 레일 위를 이동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주

행 중에 레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마모가 필연적으

로 발생하지만, 그 이외에도 박리, 찰상, 함몰, 미세균열

등의 원인으로 인한 차륜 답면에 손상이 발생한다[1].

철도차량 차륜이 손상이 발생할 경우 승차감, 소음, 레

일 손상, 주행안전성 감소 등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차륜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기대수명 이상 사용으로 유

지보수 비용을 줄이는 측면에서 구름접촉에 의한 차륜

손상 평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철도 차륜의 구름접촉에 관한 연구는 국외에서는 많

은 연구[2-4]가 진행되고 있다. 구름접촉 연구는 크게

구름에 의한 응력 및 변형률 분포에 초점을 맞춘 연구

와 구름에 의한 피로 및 마모 현상을 다루고 있다. 예

를 들어 김청균은 레일-췰 접촉면 경사도에 따른 응력

-변위량의 거동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레일의 설치 기

울기에 따른 접촉응력 해석을 통해 레일-휠 접촉면의

구름마찰조건에서 레일의 경사도와 휠의 표면 기울기는

중요한 설계변수라는 것을 규명하였다[2]. Sraml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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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륜의 구름 접촉시 마찰계수 변화에 따른 피로수명을

2차원으로 해석을 수행하여 다양한 다축응력 피로 수

명법을 적용하여 차륜의 피로발생 수명을 평가하였다

[3]. Liu 등은 차륜에서의 접촉피로에 의한 표면에서의

균열전파거동에 관하여 3차원 해석을 수행하여 혼합모

드 조건에서의 유효응력확대계수를 적용시 균열전파속

도의 적절한 예측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4].

그러나 이들 연구들의 대부분은 레일과 차륜의 접촉

면에서의 변형을 단순히 완전탄성변형 혹은 완전 소성

변형 거동으로 해석을 수행하여 실제 변형거동을 충분

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차륜과 레일을 2차원으로

해석을 함으로써 레일과 차륜 사이의 일정한 경사도를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접촉부의 응력이 높게 산정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차륜의 구름 접촉시의 피로 발

생 수명에 관한 연구에서도 해석대상 차륜의 재료 물성

치나 차륜 형상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차륜의

재료 물성치를 인용하거나 차륜의 접촉시의 응력을 헤

르츠 식을 적용하여 수명을 예측하는 기법을 제시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산업체에서 차륜을 설계하

거나 현장에서 차륜의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대상 차륜

의 형상에 대하여 구조해석을 통하여 응력 및 변형률을

결정하고 이를 대상 차륜의 기계적 물성치를 평가하여

수명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절차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철도 전동차의 차륜의 구

름접촉에 대하여 구조해석을 통하여 응력 및 변형률을

해석하고 이미 다른 연구에서 평가한 해당 차륜에 대

한 기계적 물성치를 적용하여 차륜의 피로균열 발생

수명을 예측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도시 철도 전동

차 차륜의 구름접촉에 의한 피로측면에서의 안전성을

검증하며 이와 같은 체계적인 검증방법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차륜과 레일의 경사도

를 고려하여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차륜과

레일의 구름 접촉 시 응력분포 및 손상을 평가하고자

한다. 레일과의 구름접촉에 의한 차륜의 균열 발생 손

상을 예측하기 위하여 전동차 실제 운행차륜의 기계적

물성치 및 운행 데이터를 분석하여 변형률-수명 및

Smith-Watson-Topper (SWT) 예측법을 적용하였다. 

2. 차륜과 레일의 접촉압력 이론적 해

철도 차륜과 레일의 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압력을

Hertz 탄성 접촉 이론을 바탕으로 Fig. 1과 같이 최대

접촉압력을 도출할 수 있다. 차륜과 레일사이에 수직하

중이라도 가해지기 시작하면 접촉점 부근에서는 변형이

일어나고, 이 미소 접촉면은 타원으로 가정할 수 있다.

접촉하중 W가 작용하는 철도차륜과 레일에 탄성접촉

이 발생시 철도 차륜과 레일의 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최대접촉압력 Pmax을 아래의 식으로 도출할 수 있다[5].

(1)

(2)

(3)

 (4)

 (5)

여기서 접촉하는 철도차륜과 레일의 포아송비 v, 탄성

계수 E가 같다면, E1 = E2, v1 = v2이다. 타원 접촉

면적의 장축 2a와 단축 2b의 비례상수인 m와 n의 계

수 값은 Table 1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접촉

운동을 하는 두 물체에서 접촉면의 기울어진 각도인 θ

는 다음의 식으로부터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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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Wheel-rail contac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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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륜과 레일의 1/R1'=1/R2'=0이다. 차륜과 레일의

곡률 반지름이 이루는 각도 ψ는 π/2이며, R1=Rw, R2

=Rr으로 설정하고 접촉하는 철도차륜과 레일의 포아송

비, 탄성계수가 같다면, E1=E2, v1=v2이다. 그리고 W

는 차륜과 레일의 접촉면에 가해지는 힘으로 85 kN으

로 가정하였으며, 차륜의 반경 Rw=430 mm, 레일의

차륜과의 접촉부의 곡률반경 Rr=300 mm일 경우, A

+B=0.00283, B−A=0.0005로 부터 각도 θ는 79.7o

에 해당한다. 식(2), (3)을 적용하면 a=6.54 mm, b=

5.18 mm이며 이때 최대 접촉압력은 식(1)을 적용하여

Pmax=1198.1 MPa로 계산된다.

Hertz 공식을 통하여 이론적으로 도출한 최대접촉압

력은 차륜과 레일이 실제적으로 접촉하게 되면, 차륜

과 레일은 운행하면서 마모되기 때문에 접촉면 면적이

증가하며 차륜 답면 및 레일의 경우 일정한 기울기로

설치되어 운행함으로 이로 인해 최대접촉압력은 변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차륜과 레일간의 마찰계수와 완

전탄성이 아닌 탄소성 변형이 접촉부에서 발생하여 접

촉응력은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차륜과 레

일의 접촉 해석시 3차원 해석을 통하여 두 물체간의

설치 경사도를 고려하며 두 물체의 재료거동을 완전탄

성이 아닌 탄소성 변형 거동으로 설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유한요소해석

3-1. 해석 모델 및 물성치

차륜과 레일간의 접촉문제 해석을 위해 3차원 유한

요소 모델을 사용하였다. 도시철도 전동차의 차륜과 본

선에 쓰이는 UIC50으로 구성된 해석 모델은 Fig. 2와

같으며, 해석 시간의 단축과 효율성을 위해 실제 해석

에서는 차륜의 1/4모델을 사용하였다. 레일 길이는

600 mm로 모델링하였다. 차륜 답면 및 레일의 경사도

는 각각 1/20로 모델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ABAQUS

를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FE 모델을 pre-

processor인 Hyper-Mesh를 사용하여, SOLID 요소인

C3D6, C3D8 요소로 구성하였다. 전체모델의 절점 수

는 229231, 요소 수는 215742개로 구성되었다. 응력

성분이 크게 변하는 접촉부위는 요소 크기를 1 mm로

조밀하게 분할하였다. 접촉해석을 위하여 master 및

slave 접촉요소는 각각 차륜 및 레일의 접촉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차륜의 수직력과 접선력을 작용하기 위하

여 1단계로 수직하중을 작용시킨 상태에서의 해석 후

에 2단계로 수직력에 마찰계수를 곱한 접선력을 작용

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철도차륜과 레일의 재료물성치는 동일하다고 가정하

였으며 탄성계수는 210 GPa, 포와송비는 0.3으로 가정

하였다. 차륜과 레일 변형거동은 비선형 등방성이며 유

동성 경화 (kinematic hardening)[6]로 가정하였으며,

차륜의 답면부에서 채취한 인장시험편의 인장 실험 데

이터를 ABAQUS[6]에 입력하여 설정하였다. 데이터

θ( )cos
B A–

A B+
------------=

Table 1. α and β according to θ[5]

θ m n θ m n

20 3.778 0.408 60 1.486 0.717

30 2.731 0.493 65 1.378 0.759

35 2.397 0.530 70 1.284 0.802

40 2.136 0.567 75 1.202 0.846

45 1.926 0.604 80 1.128 0.893

50 1.754 0.641 85 1.061 0.944

55 1.611 0.678 90 1.000 1.000

Fig. 2. Wheel/rail contact model for F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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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를 위하여 신차륜의 답면부에서 게이지 길이

15.6 mm, 게이지부 직경 5 mm, 총길이 85 mm의 인

장시험편에서 채취하여 가공하였으며 인장실험은

1 mm/분의 속도로 실험을 하였다. 입력한 인장 실험결

과는 Fig. 3과 같다. 작용하중(W)은 85 kN을 적용하

였다. 철도차륜과 레일간의 마찰계수 µ=0, 0.2에 대하

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4. 응력해석결과 및 피로수명평가

4-1. 응력해석 결과

차륜-레일간 구름접촉에 대한 마찰계수 µ =0.0, 0.2

에 따른 차륜의 응력분포 변화를 해석하였다. Fig. 4는

마찰계수 0.2에서의 von-Mises 응력분포를 거시적 및

접촉부위에 대한 상세한 부분을 나타낸 그림이다. 접

촉시 단면에서의 응력을 살펴보면 차륜과 레일의 접촉

영역에서만 크게 나타나고 있고, 차륜의 스포크 및 레

일의 복부 부분의 응력은 접촉위치에 비해 무시할 만

큼 작게 나타나고 있다. 차륜과 레일 접촉부의 von-

Mises 최대응력은 656.9 MPa로 차륜재의 항복응력

626.7 MPa보다 높게 발생하였다. 

마찰계수를 0과 0.2로 가정하여 응력해석을 한 결과

최대접촉압력분포의 경우 마찰계수를 0과 0.2일 경우

각각 1111.4 MPa, 1092.4 MPa로 마찰계수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Guo

등의 연구 [7]와 일치한다. Guo 등 [7]은 차륜을 모사

한 구름접촉에 의한 마찰계수의 변화에 대하여 마찰계

수의 약간의 증가에 대한 응력의 변화 및 이로 인한

피로손상의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Fig. 5(a)는 마찰계수 0인 조건에서 접촉위치에서의

압력분포도를 3차원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최대 접촉

압력은 1111.4 MPa으로 완전탄성상태로 가정하여

Hertz 접촉이론에 의해 차륜과 레일의 접촉압력을 구

한 1198.1 MPa보다 7.2% 만큼 낮게 나타났다. 레일과

차륜의 기울기를 고려하지 않고 완전탄성상태만을 고

려한 이론식에 비해 FEM 해석에서는 기울기와 두 물

체의 탄소성상태까지 고려한 상황에서 결과 값의 차이

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5(b)는 접촉압력면을

Fig. 3. Engineering and true stress-strain curves of

railway wheel steel.

Fig. 4. Von-Mises stress distribution of the wheel-rail

contact at µ= 0.2.

Fig. 5. (a)Contact pressure 3D distribution on the

contact surface and (b) contac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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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으로 나타낸 그래프로 이를 통하여 레일길이 방

향에 해당하는 x 방향의 경우 좌우가 대칭임을 알 수

있다. 접촉면적의 형상은 3차원으로 탄소성 거동으로

해석한 다른 연구의 형상과 유사하였다[8]. 3D FEM

해석결과는 접촉면의 타원형 장축과 단축 반경인 a=

7.5 mm, b=6.3 mm로 나타나 Hertz이론의 경우의 a=

6.54 mm, b=5.18 mm에 비하여 약간 큰 것으로 나타

났다. Fig. 6은 길이방향의 y축상의 접촉압력에 대한

분포도를 Hertz 이론과 3D FEM 해석을 통하여 비교

하였다. 그림을 통하여 탄소성 변형을 고려한 FEM해

석에서는 Hertz 탄성이론식의 분포와 유사하여 본

FEM해석이 적절하게 수행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

한 FEM해석 결과가 Hertz 탄성이론식에 의한 접촉압

력에 비하여 최대접촉압력이 약간 작으며 소성변형 등

에 의하여 접촉면이 좀 더 넓고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분포함을 알 수 있다.

통상적으로 Tresca 응력은 접촉에 의한 피로 발생위

치 분석에 적절한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7은 접촉응력 해석 결과인 마찰계수 0, 0.2에 대한

Tresca 응력 분포도이며, 전동차 견인 방향인 차륜구름

방향은 우측에서 좌측방향 이동으로 가정하였다. Fig.

7(a)에서 마찰계수가 0인 경우 최대응력은 672.1 MPa로

깊이 (z 방향) 3.07 mm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마찰계수가 0.2로 증가하면서 Fig. 7(b)와 같이 최

대응력의 크기는 673.4 MPa로 거의 동일하며 최대 위

치깊이도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차륜 진행

반대방향으로 최대 응력 위치의 쏠림 현상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4-2. 피로수명 예측식 도출

구름접촉에 의한 차륜의 균열발생 수명을 예측하기

위하여 다축응력상태에서의 피로수명을 예측하는데 적

절하다고 알려진 Smith-Watson-Topper (SWT) 식과

변형률 식에 의한 수명평가 해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두식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차륜재 답면부위에 대한 피

로 및 인장 물성치가 필요하다. Fig. 3은 차륜재 답면

부의 공학적 응력과 진응력 대비 공학적 변형률과 진

변형률로 작성한 선도이다. 공학적 응력과 변형률 선

도를 통하여 최대 인장강도 및 항복강도는 각각

Fig. 6. Comparison of contact pressure distribution on

the contact surface in longitudinal direction determined

by Hertz theory and FEM analysis with µ = 0.

Fig. 7. Tresca stress distribution by the frictional

coefficient µ=0 (a) and 0.2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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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7 MPa, 626.7 MPa이며 연신율은 40.4%로 나타

났다. 또한 진응력과 진변형률 선도를 통하여 최대강

도는 1319.5 MPa, 연신율은 33.9%로 나타났다. 

구름접촉에 의한 차륜의 균열 발생 손상을 예측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Coffin-Manson 관계식으로 알려진

변형률-수명 (ε−N) 예측법을 적용한다. 변형률-수명 관

계식을 파단수명의 항으로 표현하면 식 (9)와 같다[9].

(9)

여기서, 는 최대주변형률폭, 은 응력진폭,

은 소성 변형률 범위이다. 는 피로강도계수,

는 피로연성계수, 2N은 파괴시까지의 반복수, b와 c

는 각각 피로강도지수, 피로연성지수, E는 탄성계수이

다. 변형률-수명 선도 작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Fig. 3의 진응력-변형률 선도를 이용하여 물성치를 적

용하여 피로강도계수 = 1319.5 MPa이며 피로

연성계수 = 0.339로 결정하였다. 피로강도지수 b

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차륜재 답면에서 채취한 시험편

으로 본 연구자가 피로실험[10]을 통하여 얻은 −0.072로

결정하였다. 또한 통상적인 피로연성지수 c 값은 −0.5~

−0.7 범위에 있다. 연신율이 1에 가까운 연성이 큰 금

속에서는 평균값인 −0.6, 연신율이 0.5 정도에 해당하

는 금속에서는 −0.5를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연구

[9]를 기초로 본 차륜재에서는 c = −0.5로 적용하였다.

Table 2에 본 차륜재의 인장 및 피로 물성치를 요약하

였다.

또 다른 다축응력상태에서의 피로수명을 예측하는

Smith-Watson-Topper(SWT) 식 (10)에 의한 수명평가

해석을 수행하였다. 

(10)

여기서 은 변형률 진폭, 은 최대 국부응력

(maximum local stress)으로 최대주변형률이 발생하는

지점에서의 최대응력, E는 탄성계수, 2Nf는 피로수명이

다. 그러나 최대주변형률( /2)이 작용하는 위치에서

최대주응력( )이 음의 값을 갖게 되어 이 피로 매

개변수(FP, fatigue parameter)는 주로 인장하중이 작용

하는 부재에 적용되며 구름접촉의 경우 대부분 최대주

응력( )이 음의 값을 나타내므로 이를 해결하는 전

단하중이 지배하는 피로 매개변수를 적용하였다. Jiang-

Sehitoglu의 식에 따르면 식(10)의 왼쪽항에 해당하는

피로매개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11].

(11)

여기서 는 균열이 발생하는 임계면에서의 주변형

률폭, σmax는 임계면에서의 최대주응력, 는 공학적

전단변형률 폭, 는 전단응력 폭, J는 재료상수로

0.2로 가정하였다. < >는 McCauley 괄호로 만일

a>0이며 <a>=a이고 이면 <a>=0이다. 따라서

본 차륜 접촉피로의 경우 이므로 가 된다. 따

라서 Jiang-Sehitoglu의 피로매개변수를 적용하면 다음

의 식 (12)와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

(12)

구름접촉에 의한 차륜의 균열 발생 손상을 예측하는

식으로 탄성 shake-down에 해당하는 고주기 피로에

의한 손상 조건에서 일반적으로 다음 식(13)과 같은

Dan Van식 [12]을 적용한다. 

(13)

여기서 는 최대전단응력진폭, 는 정수압력,

는 재료상수, 는 전단피로한도이다. 따라서 전

단응력진폭과 정수압의 합이 재료의 피로한도보다 크

면 피로가 누적되어 피로손상이 발생한다. 이때 Dan

Van의 재료상수 는 이축 전단 및 일축 하중상태

에서의 피로한도 비와 관계하는 재료상수로 0.38로 결

정되었다[10].

차륜과 레일의 구름 접촉에 의한 응력 해석 결과를

토대로 한 차륜재의 SWT 매개변수 -수명 선도 및 변

형률 -수명 선도는 각각 Fig 8, Fig 9와 같으며 식

(9), (12)에 Table 2의 차륜재의 기계적 물성치를 적용

한 차륜에 대한 다음과 같은 피로수명 산출식 (14),

(15)를 도출하였다.

(14)

(15)

식(13)의 Dan Van식을 적용하여 차륜과 레일의 접

촉부의 정수압 및 전단응력진폭을 각각 x, y축을 기준

으로 하여 차륜에 작용하는 응력상태를 Fig. 10과 같

이 작성하였다. 접촉압력이 가장 많이 작용하는 위치

∆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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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위를 기준으로 y방향으로 각 노드에서의

정수압 과 전단응력을 Fig. 10에

나타내었다. 또한 τe = 265.0 MPa, Dan Van의 재료상

수 = 0.38[10]를 적용하여 접촉부에서의 정수압과

전단응력들을 도시하였다. Fig. 10을 통하여 차륜의 구

름시 정수압 및 전단응력들이 Dan Van식을 표시하는

그래프의 안쪽에 위치하여 결과적으로 차륜이 구름 접

촉시 차륜의 모든 부위에서 피로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4-3. 운행 차륜에 대한 접촉피로수명 예측

본 연구에서는 구름접촉에 의한 차륜의 균열발생 수

명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실제 운행하고 있는 7호선

전동차 운행패턴에 대한 조사를 보고한 연구를 인용하

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도시철도 치륜의 실제 영업

주행거리 분석결과 전동차 1 편성당 1년간 차륜회전

횟수는 약 39,339,725회로 보고되었다[13]. 따라서 차

륜당 적용하중을 85 kN으로 가정하여 차륜과 레일의

구름 및 미끄럼에 의한 응력 해석 결과를 토대로

SWT 매개변수 -수명 선도 및 변형률 -수명 선도를 적

용하여 수명을 평가하였다. 

Table 3은 7호선 전동차 차륜의 구름접촉에 의한 초

기 피로손상(Nf) 수명을 산출하여 요약하였다. Table 3

σh σ1 σ2 σ3+ +( ) 3⁄=

αDV

Fig. 8. SWT parameter - N of the railway wheel steel.

Fig. 9. ε - N of the railway wheel steel.

Fig. 10. The Dan Van diagram for the rolling contact of

the wheel.

Table 2. Tensile and fatigue properties of the railway

wheel steel[10]

UTS (MPa) 1027.7

YS (MPa) 626.7

Elongation (%) 40.4

b (fatigue strength exponent) -0.072

 (fatigue strength coefficient)(MPa) 1319.5

 (fatigue ductility coefficient) 0.339

c (fatigue ductility exponent) -0.5

σe (MPa) 422.5

τe (MPa) 265.0

σ'f

ε′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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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두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예측한 결과 변형

률-수명 방법과 SWT로 예측한 수명 모두 거의 무한

수명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차륜이 실제 운행 중에는

차륜 접선방향의 traction 하중, 차륜과 레일의 거칠기

등에 의한 충격하중, 제동시의 열응력 등이 추가되어

더욱 가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도시철도 전동차의 차륜의 구름접촉

에 대하여 구조해석을 통하여 응력 및 변형률을 해석

하고 해당 차륜에 대한 기계적 물성치를 적용하여 차

륜의 피로 균열 발생 수명을 예측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도시 철도 전동차 차륜의 구름접촉에 의한 피

로측면에서의 안전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차륜 및 레일을 3D로 모델링하여 두 재료 변형거동을

비선형 등방성이며 유동성 경화로 가정하여 구조해석

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차륜과 레일의 최대 접촉압력 (Pmax)은 축하중

85 kN에서 차륜과 레일의 경사도 및 탄소성변형 거동

을 고려한 상태에서 마찰계수가 0 일 때 1111.4 MPa

이며, Hertz이론에 의한 완전탄성상태에서의 결과와 비

교하여 7.2% 정도 낮게 발생하였다.

2. 마찰계수를 0과 0.2일 경우 최대접촉압력분포의

경우 각각 1111.4 MPa, 1092.4 MPa로 마찰계수의 영

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찰계수 0일 경우

차륜과 레일 접촉부의 von-Mises 응력은 656.9 MPa로

차륜재의 항복응력 626.7 MPa보다 약간 높게 발생하

였다. 

3. 차륜재 답면부의 구름접촉에 의한 피로균열 발생

수명예측을 위해 다축응력상태에서의 피로수명을 예측

하는 Smith-Watson-Topper(SWT) 매개변수와 변형률-

수명 식에 의해 얻어진 수명평가 식은 각각

, 로

표현된다.

4. 차륜재 답면부의 구름접촉에 의한 피로균열 발생

수명을 평가하기 위하여 Smith-Watson-Topper(SWT)

식과 변형률-수명(ε-N)식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두

식 모두 거의 무한수명에 해당되었고, Dan Van식을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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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edicted crack initiation lifetimes of the

railway wheel due to rolling contact fatigue of the

subway No.7 line (µ = 0.2) 

Method ∆ε1/2 ∆γ
∆τ

(MPa)

Ni 

(cycles)

Lifetime 

(yr)

ε-N 9.05×10-4 - - 1.96×109 49.9

SWT - 3.49×10-3 282.4 2.38×109 60.5


